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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행시험대 시험을 이용한 철도차량의 주행안정성 평가 방법 고찰

Running Stability Assessment of a Railway Vehicle

using Roller Rig T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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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춘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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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철도차량에서는 자동차와 달리 조향장치, 캠버, 토우 대신 차륜의 답면을 원추형에 가깝게 설계함으로서 이들의 기능을 대신

하고 있다. 이러한 원추형 답면은 저속으로 주행할 경우 궤도 중앙으로 복원력을 발생시켜 차량의 주행안정성을 높이는 역할을

하나 일정 속도 이상이 되면 좌우로 끊임없이 진동하는 헌팅(hunting)현상이 발생한다. 헌팅은 궤도의 불규칙성이나 외란 등 외

부 가진에 기인한 것이 아니고 차량 내부 동역학적 메커니즘에 의해 발생하는 것으로 최고 주행속도를 스스로 제한한다는 의

미를 갖는다 [1]. 임계속도는 일반적으로 헌팅 현상이 존재하는 속도 중 가장 낮은 속도를 의미하며, 철도차량의 주행성능 설계

변수 중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 헌팅이 발생하면 탈선 등 매우 위험해질 수 있으므로 임계속도를 차량의 운행 최고속도 보다

충분히 높도록 설계가 수행되어야 한다. 이와 같은 이유로 철도차량이 고속화될수록 임계속도에 대한 해석 및 평가 기법의 중

요성이 커지고 있다.

설계단계에서의 임계속도 예측은 컴퓨터 모의실험이나 해석을 통해 수행되고 있으며 차량의 실주행 중 헌팅은 매우 위험하

므로 제작 후의 임계속도 시험을 위해 주행시험대(Roller Rig) 같은 특수한 시험 장비를 이용하기도 한다.

철도차량의 주행안정성에 대한 해석적 연구는 철도차량의 비선형 동적시스템 모델에 대한 분기해석(Bifurcation analysis)을

통해 임계속도를 구하는 것으로 발전되어 왔는데 Gasch 등 [2]은 푸리에 시리즈(Fourier series)를 이용하여 리미트 싸이클(limit

cycle)과 같은 비선형적 거동을 근사화 하였고 이를 분기 곡선으로 표현하였다. Zeng 등 [3]은 철도차량 동적모델의 비선형 해

Abstract In the design process of dynamic characteristics of a railway vehicle, demand for analysis, testing and esti-

mation methods of running stability are increasing as railway vehicle speed is increasing. Critical speed tests and esti-

mation have been carried out using computer simulation or special test facilities, like roller rigs, because real track

testing at critical speed is very dangerous. This paper introduces a test and assessment method for critical speed and esti-

mates the validity using several roller rig tests. The test results show that it is difficult to estimate the critical speed using

safety and instability assessment method in UIC 518, but that there is good agreement between the reduction of the

equivalent damping ratio and the critical spe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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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록 철도차량이 고속화될수록 동적특성 설계에 있어 주행안정성 해석, 시험 및 평가 기법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

다. 특히 철도차량이 실제 선로에서 임계속도에 도달하면 헌팅에 의한 윤축의 과도한 진동으로 탈선 등의 중대 사고

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 거의 대부분의 임계속도 시험 및 평가는 해석으로 대체하거나 주행시험대 같은 특수한 장비

를 이용하여 수행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철도차량의 임계속도를 시험하고 평가하는 방법을 고찰하고 그 유용성을

실제 주행시험대 시험을 통해 확인하였다. 시험결과로부터 UIC 518에서 제시한 대차 가속도를 이용한 안전성 및 불

안정 평가는 임계속도와 상관관계가 낮아 임계속도를 추정하는데 직접적으로 활용되기 어려우며, 등가감쇠비의 변화

를 이용한 추정방법이 더 유효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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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주기해(period solution)를 갖는다는 것에 착안하여‘shooting-method’를 이용한 리미트 싸이클에 대한 분기해석 방법을 제안

하였다.

최근에는 분기해석 과정에서 철도차량이 리미트 싸이클을 해로 갖는 조건에 대한 연구가 수행되었는데 Wagner [4]는 간단한

윤축 모델을 이용하여 같은 속도에서 여러 개 존재하는 해 중에서 리미트 싸이클을 갖기 위한 조건을 나타내는 ‘Domains of

attraction’을 제안하였고 초기 조건에 따라 리미트 싸이클이 나타날 확률을 계산하는 방법을 고안하였다. Park 등 [5]은 철도차

량이 주행할 때 주로 발생하는 외란이 레일의 불규칙이라는데 착안하여 비선형 모델의 해가 리미트 싸이클을 갖기 위한 외란

조건을 연구하고 각 윤축의 외란 방향, 주파수, 진폭에 따라 리미트 싸이클 해가 나타나는 주행 속도가 다를 수 있음을 해석적

으로 제시하였다. 이 결과로부터 철도차량이 임계속도 이상으로 주행하여도 궤도틀림 조건에 따라 헌팅 현상이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으며 주행시험대 시험에서도 부적절한 외란은 시험오차를 유발할 수 있다고 보고하였다. Polach [6]은 해석뿐만 아니라

실제 본선 시운전에서도 널리 쓰이고 있는 UIC518 등과 같은 평가지표와 분기해석 등을 통해 얻은 임계속도를 컴퓨터 모의실

험을 통해 비교하여 UIC518의 평가지표로는 임계속도 및 안정성 여유(stability margin)를 직접적으로 평가하기 어렵다고 보고

하였다. 

이와 같은 최근의 선행연구 결과들은 주행시험대 시험 혹은 본선 시운전을 수행하는데 중요한 정보들을 제공하고 있다. 그러

나 대부분 수학적 모델을 이용한 수치해석의 결과로부터 도출되었거나 컴퓨터 모의실험을 통해 얻은 결과로서 실제 시험에 의

한 검증까지는 도달하지 못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주행속도 대역이 다른 여러 차종의 대차에 대한 주행시험대 시험결과와 선행연구 결과의 비교를 통해

상호 유효성을 확인하고자 한다. 특히 UIC518에서 정의한 대차 및 차체의 가속도를 이용한 안전도(Safety) 및 불안정

(Instability) 평가방법과 임계속도의 연관성을 실험적으로 검토한다. 이를 위하여 2장에서는 철도차량의 임계속도 해석을 위한

분기해석과정과 이를 기반으로 구성된 주행시험대에서의 임계속도 시험 방법에 대하여 소개하고 3장에서는 국내에 구축되어 있

는 주행시험대를 이용한 실험결과를 통해 임계속도 평가 방법을 고찰하도록 한다. 마지막으로 4장에서는 본 연구의 전체적인

연구결과를 정리하고 요약하도록 한다.

2. 주행시험대에서의 철도차량 임계속도 시험방법

철도차량은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차륜/레일의 접촉특성, 현가장치 구성요소 등에 의해 강한 비선형성을 가진 동적시스템이

다. 따라서 임계속도 시험은 철도차량이란 비선형 동적시스템이 평형해(equilibrium solution)에서 벗어나서 리미트 싸이클 해를

갖게 되는 주행속도를 실험적으로 찾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주행시험대를 이용한 임계속도시험은 분기해석 과정을 참

조하여 주행조건에 상관없이 피시험체인 철도차량의 고유특성과 차륜/레일 접촉특성만으로 나타나는 임계속도를 구하는데 목적

이 있다.

철도차량의 비선형 동적시스템은 다음과 같은 상태 방정식(state equation)으로 표현할 수 있다.

(1)

여기서 x는 상태변수, V는 철도차량의 주행속도를 나타낸다. 식 (1)이 주행속도 V0에서 평형점(equilibrium point) x0를 갖는

다고 가정하면 평형점에서 식 (1)은 다음과 같이 선형화할 수 있다.

(2)

식 (2)의 고유치가 안정영역에 있다가 특성속도에서 불안정 영역으로 바뀔 때 그 속도를 통상적으로 선형 임계속도(linear

critical speed)라고 부른다. 선형 임계속도는 철도차량의 기초설계 혹은 설계단계에서의 경향 파악에 주로 유용하며 수학적 혹

은 시험적으로는 비선형 철도차량 동적모델의 임계속도를 구하기 위한 출발점이 된다는데 더 큰 의미가 있다. 즉, 대부분의 비

선형 철도차량 동적모델은 그 특성상 Hopf 분기(bifurcation)를 따르는데 Hopf 분기는 평형점에서 시작되므로 비선형 임계속도

를 구하기 위한 분기해석은 선형 임계속도부터 시작된다. Fig. 1은 철도차량의 전형적인 분기해석 결과를 나타낸 것이다. 여기

서 가로축은 차량의 주행속도, 세로축은 윤축의 횡방향 진폭 또는 리미트 싸이클의 진폭을 나타낸다.

또한 Vlin은 선형임계속도를 의미하며 Vcr은 비선형 임계속도를 나타낸다. 선형임계속도에서 분기가 시작되면 식 (1)은 Fig. 1

의 곡선 ②에 해당되는 리미트 싸이클의 진폭과 그 때의 주행속도를 해로 갖게 된다. 다만 곡선 ②에 놓인 해는 수학적으로는

x· F x V,( )=

x·
∂Fi

∂xj
--------

x
j

x
0
V, V

0
= =

x i j 1= … k,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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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재하지만 아주 미세한 조건 변화에도 ①이나 ③으로 이동하기 때문에 주행시험대 시험에서는 확인할 수 없는 불안정

(unstable) 리미트 싸이클이다. 곡선 ②를 제외하더라도 Vcr과 Vlin사이에는 같은 주행속도에서 ① 또는 ③의 진폭을 갖는 두 개

의 해가 존재한다. 따라서 초기 조건이나 외란 조건 등에 따라 두 개의 해 중 하나의 해를 따라 거동이 나타나게 된다. Vcr 보

다 작은 속도에서는 언제나 ①의 해를 갖게 되므로 초기 조건이나 외란에 상관없이 평형점으로 수렴하는 거동이 나타나게 되

며, Vlin 보다 큰 속도에서는 언제나 ③의 해를 갖게 되므로 모든 상태벡터의 초기 조건이 ‘0’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리미트 싸

이클 거동이 나타나게 된다. 철도차량의 임계속도 해석 및 시험에서는 안정한 리미트 싸이클도 헌팅이 나타나는 불안정 현상으

로 간주하기 때문에 어떠한 조건에서도 안정한 Vcr이 최고 주행속도 보다 높게 설계되어야 한다. 식 (1)로부터 Fig. 1과 같은 분

기곡선을 구하는 수치해석적 기법은 1장에서 언급한 사례 외에도 여러 연구자들에 의해 개발되어왔으므로 본 연구에서는 이에

대한 상세한 기술은 생략하고 다음 장에서 그 결과만 시험사례와 비교하도록 한다.

주행시험대에서의 임계속도시험은 필수시험인 비가진 시험(pure rolling test)과 비가진 시험에서 Fig. 1의 곡선 ③을 찾을 수

없을 때 수행하는 가진 시험(excitation test)으로 구분된다.

비가진 시험에서는 철도차량에 어떠한 인위적인 외란 없이 레일 주행을 모사하는 롤러(roller)의 회전속도를 증가 시키며 시

험을 수행한다. 차량의 주행속도가 낮을 때, 즉 롤러가 저속으로 회전할 때 윤축의 변위는 Fig. 1의 ①과 같이 평형점을 유지한

다. 롤러의 회전 속도가 점차 증가하여 Vlin 이상이 되면 언제나 ③의 해를 갖기 때문에 롤러 표면의 거칠기와 같은 미세한 변

동에 의해서도 윤축의 거동은 리미트 싸이클을 그리게 되며 그 진폭은 곡선 ③과 같게 된다. 곡선 ③과 같은 리미트 싸이클이

나타날 때 롤러의 회전 속도를 서서히 줄이게 되면 윤축의 거동은 곡선 ③을 따라 진폭이 변하게 되고 롤러의 회전속도가 Vcr

이하로 줄어들게 되면 윤축의 리미트 싸이클 거동이 갑자기 사라지고 평형점으로 수렴하게 된다. 따라서 비가진 시험을 통해

Vlin과 Vcr를 모두 구할 수 있다.

비가진 시험으로 임계속도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먼저 철도차량을 Vlin 이상의 속도로 주행시켜야 한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대

차의 설계최고속도 보다 Vlin이 높기 때문에 대차의 차축 베어링, 감속기 및 감속기 베어링 등 회전 부품의 성능사양 제한으로

Vlin까지 주행속도를 높이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특히 고속열차용 대차의 경우 회전부품의 성능사양이 충족하더라도 주행시험

대의 최고 시험속도 보다 Vlin이 높아서 Vlin까지 증속을 못하는 경우도 있다. 이와 같은 경우 비가진 시험으로는 임계속도를 확

인할 수 없게 되며 인위적인 가진을 통한 가진 시험을 수행하게 된다.

가진 시험은 주행속도를 단계별로 증가시키면서 인위적인 외란에 대한 철도차량의 응답이 평형점으로 수렴하는지 리미트 싸

이클로 수렴하는지 확인하는 시험이다. 주행속도가 Vcr 보다 작은 영역에서는 가진 후 윤축의 거동이 평형점으로 수렴하게 되며

Vcr과 Vlin 사이에서는 적절한 외란이 주어지면 안정한 리미트 싸이클인 곡선 ③에 수렴하게 된다. 따라서 주행속도가 Vcr과 Vlin

사이에 있을 때 윤축의 거동이 리미트 싸이클에 수렴하도록 가진 조건을 설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가진 후 윤축의 거동이

리미트 싸이클을 그리는 것이 확인되면 비가진 시험과 같은 방법으로 서서히 속도를 줄여서 평형점에 수렴하게 되는 속도인 Vcr

을 구하게 된다. 그러므로 단계별 주행속도의 간격에 따른 시험결과의 오차는 발생하지 않는다. 다만 높은 속도에서의 가진 시

험은 가진 중이나 가진 후 큰 진폭으로 윤축이 흔들릴 수 있으므로 적당한 간격으로 시험 속도를 나누어 수행할 필요가 있다.

가진 시험에서는 Vlin을 확인할 수는 없고 Vcr만 확인이 가능하다.

Fig. 1. Typical bifurcation diagram of a railway vehic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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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행시험대에서의 철도차량 임계속도 시험

3.1 철도차량용 주행시험대

본 연구에서 사용한 주행시험대는 한국철도기술연구원이 보유하고 있는 주행시험대로서 피시험대차는 장비 위에 놓이고 후

방 대차는 레일 위 또는 별도의 경계조건 설정장치로 후방을 지지하는 방식이다. 한국철도기술연구원의 주행시험대는 두 세트

의 롤러 모듈이 진동대 위에 설치되고 진동대는 7대의 유압 액추에이터에 의해 6자유도 운동이 가능하도록 구성되어 있다. 진

동대의 6자유도 운동을 제어하여 정현파 가진은 물론 궤도틀림 데이터를 이용한 주행모사 시험도 가능하다. Fig. 2 및 Table 1

은 한국철도기술연구원의 주행시험대 전경과 주요사양을 나타내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과거의 주행시험대 시험사례 중에서 차종 및 성격이 다른 대차 4대와 본 연구를 위해 주행시험대의 모든 시

험항목을 수행한 대차 1대의 시험결과를 이용하여 그 특성을 분석하였다. 5대의 대차는 전동차용 대차 2대(A, B), 화차용 대차

1대(C), 간선용 대차 1대(D), 고속대차 1대(E)로서 각 대차의 주요 제원 및 사용 차량의 공개가 허락되지 않는 관계로 편의상

알파벳 기호로 분류하도록 한다. 대차 A가 주행시험대 시험의 모든 항목에 대하여 시험을 수행한 대차이다.

3.2 비가진 임계속도 시험

비가진 임계속도 시험은 2장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임계속도 시험을 위한 필수 시험으로서 5대의 모든 대차에서 수행되었다

. 고속대차인 대차 E를 제외하면 비가진 임계속도 시험을 통해 임계속도를 확인할 수 있었으며 대차 E의 경우 400km/h 까지

증속하여도 선형 임계속도가 나타나지 않아 비선형 임계속도를 확인할 수 없었다. 

Fig. 3은 각 대차의 비가진 임계속도 시험결과로서 주행속도와 전륜축의 횡방향 변위를 나타내고 있다. 그림에서 볼 수 있듯

이 대차의 특성에 따라 임계속도 및 윤축 거동이 각각 다르게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대차 A와 B는 전동차용 대차로

서 선형 임계속도는 유사하게 나타났으나 대차 B가 A보다 비선형 임계속도는 약 10% 높게 나타났으며 대차 C는 고속화차용

대차로서 선형 임계속도는 대차 A, B 보다 낮으나 비선형 임계속도는 오히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선형 임계속도와 비

선형 임계속도와의 차이가 가장 작다. 간선용 대차인 D는 선형 임계속도는 251km/h, 비선형 임계속도가 220km/h 이상인 것으

로 평가 되었다. 비가진 임계속도 시험에서 확인된 각 대차의 임계속도를 Table. 2에 정리하였다. 

Fig. 4는 대차 A에 대한 분기해석 결과와 대차 A에 대한 비가진 임계속도 시험결과(Fig.3(a))에서 추출한 분기곡선을 비교한

것이다. 해석에서는 213km/h에서 분기되어 222km/h까지 작은 진폭의 리미트 싸이클, 그 이후에는 큰 진폭의 리미트 싸이클이

나타나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큰 진폭의 리미트 싸이클은 161km/h에서 평형점으로 수렴할 것으로 예측되었다. 시험에서는

217km/h에서 분기되어 239km/h까지 작은 진폭의 리미트 싸이클이 나타났으며 큰 진폭의 리미트 싸이클은 169km/h에서 평형

점으로 수렴되었다. 작은 리미트 싸이클의 속도 범위는 시험 및 해석 사이에 다소 차이가 있지만 비선형 임계속도는 시험과 약

5% 오차, 선형 임계속도는 약 2% 오차로 분기 해석이 적절히 수행되었음을 알 수 있다.

Fig. 2. Roller rig in KRRI.

Table 1. Specifications of KRRI roller rig.

Item Value

Rig type Semi full car type

Rated maximum speed 420km/h

Allowable maximum axle load 20ton

Allowable gauge 1,435~1,676mm

Allowable wheel base 1,400~3,300mm

Excitation performance 6 d.o.f for a test bogie

Measuring channel

Displacement 32ch

Acceleration 32ch

Temperature 8ch

Maximum acceleration 0→420km/h: 8m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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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가진 임계속도 시험

대차 B, C, D는 비가진 임계속도 시험에서 임계속도가 확인되었기 때문에 당시 주행시험대 시험에서 가진 임계속도 시험이

생략되었다. 따라서 본 절에서는 대차 A와 대차 E의 시험결과를 이용하여 가진 임계속도 시험사례를 분석하도록 한다.

가진 조건은 Park 등 [5]의 연구와 Polach [6]의 연구 결과를 참고하여 하나의 주파수를 가진 정현파로 가진하되 피시험 대

차의 전륜축과 후륜축이 서로 반대의 위상을 갖고 운동하도록 하였으며 진폭 및 주파수의 범위는 안정한 리미트 싸이클로의 수

렴 범위 내에 있도록 선행 해석을 통해 구하였다. 즉, 가진 주파수 및 진폭은 윤축의 가진응답이 분기해석에서 구한 비선형 임

Fig. 3. Pure rolling test results for each bogie.

Table 2. Critical speeds from pure rolling test for each bogie.

Bogie

Linear critical 

speed(Vlin)

(km/h)

Non-linear critical 

speed(Vcr)

(km/h)

Type A 239 169

Type B 242 186

Type C 220 201

Type D 251 221

Type E > 400 unknown

Fig. 4. Comparison with bifurcation analysis of type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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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도에서의 헌팅 주파수 및 진폭 근처에 있도록 설정되었다.

Fig. 5는 대차 A에 대한 가진 임계속도 시험결과를 속도별로 나타낸 것이다. 이 때 가진 주파수는 해석적으로 구한 헌팅 주

파수인 4Hz로 일정하게 유지하고 진폭은 주행속도에 따른 윤축의 진폭에 따라 조정하였다. 점선은 전륜축 롤러의 횡방향 변위

이며 실선은 이에 대한 전륜축의 횡방향 응답을 도시한 것이다. 주행속도가 120km/h까지는 가진 후 전륜축의 거동이 빠르게 평

형점으로 수렴하나 140km/h 부터는 가진이 멈춰도 평형점으로 수렴하는 속도가 점차 느려져서 170km/h에서는 가진 후에 윤축

이 지속적으로 진동하는 헌팅 현상이 나타남을 확인할 수 있다. 헌팅의 진폭 또한 Fig. 4의 비가진 임계속도 시험결과와 매우

유사하게 약 ±3mm로 나타났다.

가진 조건의 유효성 검토를 위하여 정현파 가진 시험과 같은 속도로 대차 A를 다시 주행시키며 궤도틀림을 모사한 임의 가

진 시험을 수행하였다. 임의 가진 파형으로 국내 전동차 노선의 궤도검측 데이터 일부 구간을 추출하여 주행시험대에 맞게 가

공하여 사용하였다. Fig. 6은 주행속도 170km/h으로 주행할 때 임의 가진에 대한 각 윤축의 횡방향 응답을 도시한 것이다. Fig.

5와 달리 임의 가진에서는 각 윤축이 가진 후에 평형점으로 수렴하는 것을 볼 수 있다. 특히 가진 시험 중 437~447초 구간에

서 각 윤축에 헌팅이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불안정 거동이 지속적으로 유지되지 않고 수렴하는 현상이 나타났다. 즉 Fig. 6

은 Vcr과 Vlin 사이에서는 조건에 따라 헌팅이 나타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실험적으로 확인한 사례라고 할 수 있다.

주행시험대를 이용한 가진 임계속도 시험에서는 정현파 가진을 이용하면 보다 더 용이하게 임계속도 시험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즉, 정현파 가진 방법은 이에 대한 각 윤축의 응답이 분기 곡선에서의 헌팅 주파수, 진폭, 위상에 근접하도록 조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차륜/레일 형상과 차량 동적특성에 의해 결정되는 임계속도 확인에 보다 적합하다고 할 수 있다.

Fig. 5. Single excitation test results for type A.

Fig. 6. Arbitrary excitation test results for type A at 170km/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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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7은 대차 E에 대한 가진 임계속도 시험결과를 나타낸 것이다. 대차 E는 3.2절 비가진 임계속도 시험에서 선형 임계속도

가 시험 최고속도인 400km/h까지도 발생하지 않은 고속대차이다. 가진 임계속도 시험에서도 Fig. 7에서와 같이 헌팅현상이 관

측되지 않았다. 따라서 대차 E의 임계속도는 400km/h 이상으로 평가할 수 있다. 다만 이와 같은 결과는 당시 주행시험대 시험

에서 대차 E의 차륜 프로파일, 현가장치 특성 및 차륜/롤러의 접촉조건에 따른 결과로 이에 대한 특성이 바뀌면 임계속도도 달

라질 수 있음을 유의하여야 한다.

3.4 UIC 518의 가속도 평가결과와 임계속도 상관관계

철도차량의 동적특성을 평가하는 방법 중 하나로 UIC 518 OR [8]에서는 안전성과(Safety)와 불안정성(Instability)을 대차 및

차체의 가속도를 주행 중 측정하여 후처리를 통해 간단히 평가하는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이 때 각각의 평가 기준은 다음과

같다.

 (3)

 (4)

 (5)

여기서 Mb는 대차의 질량(톤)을 의미한다. 식 (3)은 대차의 횡가속도 성분을 이용한 대차의 안전성 평가 기준이며, 식 (4)는

차체의 횡가속도 성분에 의한 차체 안전성 평가 기준이다. 식 (5)는 대차 불안정 평가 기준이다. 대차 및 차체의 가속도 측정값

을 후처리 하는 과정 또한 UIC 518 OR에서 체계적으로 정의하고 있다.

UIC 518 OR의 안전성 및 불안정성 평가 방법은 철도차량 제작사 또는 운영사가 시운전 중 차량의 동적거동을 검증하는데

가장 널리 쓰이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본 절에서는 UIC 518 OR에서 정의한 안전성 및 불안정성과 임계속도의 연관성을

주행시험대 시험사례를 통해 검토하도록 한다.

Fig. 8은 대차 B, C, D의 비가진 임계속도 시험에서 발생한 헌팅 구간에 대하여 UIC 518 OR의 평가방법을 준용하여 수행

한 대차 안전성 평가 결과를 나타내고 있다. 비가진 임계속도 시험결과를 이용하였으므로 가속도 측정값에는 차량의 거동 외에

외란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 그림에서 볼 수 있듯이 UIC 518 OR의 안전성 평가방법과 임계속도의 연관성은 대차의 종류에 따

라 다르게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가속도의 측정 위치에 따라서도 다르게 나타날 수도 있는데 대차 B의 경우 전

y··s
 +

( )
lim

12 Mb 5⁄–=

y··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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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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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y··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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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im

y··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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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7. Single excitation test results for type 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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륜축 위의 대차프레임은 선형 임계속도 근처에서 큰 가속도 값을 갖는 관계로 기준치를 초과하는 평가 결과가 나왔으나 후륜

축 위의 대차프레임은 기준치에 근접하지만 평가 기준 이내의 값을 갖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대차 C의 경우에는 전륜축 및 후

륜축 대차 프레임 모두 평가 기준을 초과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특히 대차 B와는 반대로 후륜축 대차프레임이 보다 높은 가

속도 값을 갖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구간 9~13과 같이 주행속도가 감소하는 구간에서 오히려 가속도 값이 증가하는 영역이

존재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대차 D의 경우에는 전륜축 및 후륜축 대차 프레임의 평가 값이 서로 유사한 값을 갖는 것으로 분

석되었으며 또한 평가 기준 이내의 값을 가지므로 대차 안전성 평가를 충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UIC 518 OR의 대차 불안정

성 평가방법을 준용한 분석결과는 안전성 평가와 다소 다른 결과를 보이고 있다. 대차 B의 경우 안전성 평가 결과와 달리 전

륜축 및 후륜축 대차프레임 모두 기준치 이내로 평가되었으며 대차 C의 경우 후륜축 위의 대차프레임에서만 대차 불안정 기준

을 초과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대차 D의 경우에는 안전성 평가결과와 마찬가지로 대차 불안정성 평가에도 기준을 만족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따라서 UIC 518 OR의 대차 안전성 및 불안정성 평가 결과, 차종에 따라 헌팅 발생시에도 기준치 이내의

구간이 존재하기 때문에 UIC518 OR로는 헌팅 발생 여부를 판단하기 확인하기 어려울 것으로 예측된다.

Fig. 8과 같이 헌팅에 의한 진동만 있는 조건은 이상적인 상황으로서 실제 철도차량이 주행할 때에는 발생하지 않는다. 따라

서 궤도틀림에 의해 윤축에 외란이 가해지는 조건에서 UIC 518 OR에 따른 안전성 및 불안정성 평가로 임계속도 확인이 가능

한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를 위해 대차 A를 이용한 궤도틀림 모사 주행시험대 시험을 수행하였다. Fig. 9는

이에 대한 결과로서 주행속도에 따른 UIC 518 OR의 안전성 평가 및 불안정성 평가 결과를 도시하였다. 대차 안전성의 경우

Fig. 8과 유사하게 가속도 측정 위치에 따라 분석 결과가 다르게 나타났으나 전반적으로 속도가 증가함에 따라 평가 결과도 증

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차체의 가속도 측정값을 이용한 안전성 평가 결과도 속도가 증가하면서 증가하는 경향을 보

이고 있다. 그러나 대차 A의 임계속도인 170km/h에서도 각 평가 결과가 기준치 이내로 안전성 측면에서는 충족하는 것으로 분

석되었다. 대차 불안정의 경우에는 측정 위치에 크게 영향을 받지 않고 분석 결과가 유사한 형태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안전

성 평가와 마찬가지로 대차 불안정성 평가 결과도 임계속도에서 기준을 충족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실제 선로에서의 시운전은 최대 운행속도의 110% 수준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본선 시운전에서 임계속도를 확인하기는 상

당히 어렵다. 그러므로 임계속도 보다 낮은 주행속도에서의 동적특성을 이용하여 임계속도를 추정할 수 있다면 본선 시운전시

매우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다. 본 절에서는 이를 위하여 본선 시운전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고 철도차량의 동적특성을 검증하

기 위하여 유효성이 입증된 UIC 518 OR의 대차 및 차체 가속도를 이용한 안전성 및 불안정성 평가 방법과 임계속도와의 연

Fig. 8. UIC 518 safety and instability assessment results under pure hunting condi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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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성을 검토하였다. 그러나 주행시험대 시험결과 UIC 518 OR에서 제시한 가속도 분석 방법으로는 임계속도 확인 또는 예측,

임계속도까지의 여유 속도를 나타내는 안정성 여유 추정 등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 이와 같은 연구 결과는 Polach [6]이 컴

퓨터 모의실험 결과를 기반으로 도출한 결론을 뒷받침하고 있다. 이 연구에서는 여러 조건에서의 컴퓨터 해석결과를 통해 안정

성 평가, 즉 임계속도 예측을 위한 가장 효과적인 방법으로서 분기해석을 제시하였다. 

3.5 등가감쇠비 변화율을 이용한 임계속도 추정

특정 파라미터 변화에 따른 시스템 감쇠비(damping ratio)의 변화를 추적하여 동적 시스템의 안정성을 평가하거나 안정성 여

유를 분석하는 기법은 다양한 분야에서 널리 활용되고 있는 방법이다. 철도차량은 차륜과 레일의 접촉력을 제외하면 모든 고유

치가 음의 부호를 갖는 안정한 시스템이므로 철도차량에 대한 동적시스템을 진동계로 가정하면 헌팅은 차륜과 레일의 접촉점

에서의 감쇠력(damping force)이 상실되어 관성 운동이 시간이 지나도 소멸되지 않고 유지되는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 이와 같

은 유사성에 착안하여 철도차량의 주행안정성을 주행속도에 따른 시스템 감쇠비의 변화로 분석하는 방법 또한 오래 전부터 소

개되었다 [9]. 이와 같은 방법은 주로 철도차량의 선형 모델이나 준선형(quasi-linearization) 모델을 이용하는데 본 절에서는 주

행시험대 시험결과를 이용하여 감쇠비의 변화율을 이용한 임계속도 추정 방법을 검토하도록 한다.

Fig. 9. UIC 518 safety and instability assessment results for type A.

Fig. 10. Equivalent damping ratio of type A according to the running spe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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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차량 윤축의 횡방향 진동을 등가강성(equivalent stiffness)과 등가감쇠(equivalent damping)로 구성된 1자유도 선형 감쇠

시스템으로 가정하면 등가감쇠비가 ‘0’ 이상일 때 윤축의 자유진동(free vibration) 진폭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대수적

(logarithmic)으로 줄어들어 평형점에 수렴하는 것으로 모델링할 수 있다. 따라서 윤축의 횡방향 진동 주기에 따른 진폭을 구하

면 1자유도 선형 감쇠시스템의 해를 이용하여 등가감쇠비를 실험적으로 구할 수 있다.

Fig. 10은 대차 A의 가진 임계속도 시험에서 정현파 가진이 종료된 후에 나타나는 윤축의 자유진동 응답을 이용하여 추정한

대차 A의 등가감쇠비를 나타낸 것이다. 속도가 증가함에 따라 등가감쇠비가 점차 감소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Fig. 10의 점

선 (A)는 임계속도에 가까운 주행속도 140km/h, 150km/h, 160km/h에서의 등가감쇠비를 이용하여 구한 선형 추세선을 나타내

고 있으며 실선 (B)는 속도 100km/h, 120km/h, 140km/h에서의 등가감쇠비로 구한 선형 추세선이다. 그림에서 보듯이 두 결과

에는 다소의 차이가 존재하며 되도록 임계속도에 가까운 속도대역에서 등가감쇠비를 구하는 것이 정확성 측면에서 보다 유리

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러나 추세선 (B)를 이용할 경우 임계속도를 165km/h로 추정할 수 있는데 실제 임계속도인 169km/h

와 약 2.4%의 오차 수준을 보이므로 이 또한 합리적인 신뢰할만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Fig. 11은 주행시험대 시험에서 임계속도를 확인하지 못한 대차 E에 대하여 등가감쇠비의 변화를 이용하여 추정한 임계속도

를 나타내고 있다. 등가감쇠비의 감소율로 추정한 대차 E의 임계속도는 약 457km/h 이다.

4. 결 론

주행안정성에 대한 해석 및 평가는 철도차량의 고전적인 연구 분야이면서 차량이 고속화될수록 그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분야이다. 본 연구는 주행안정성의 대표적 지표인 임계속도를 분석하고 평가하기 위하여 그동안 제시된 방법들을 고찰하고 그

유용성을 주행시험대 시험사례를 통해 확인하였다. 과거 해석을 통해서만 검토되었던 연구결과들을 국내 주행시험대를 이용한

시험사례와 비교함으로서 상호 유효성을 확인하였으며 특히 차종이 다른 대차 5대의 시험결과를 통해 본 연구의 신뢰성을 높

이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이 요약될 수 있다.

(1) 비가진 임계속도 시험에서 대차의 특성에 따른 임계속도 및 윤축의 거동이 각각 다르게 나타나는 것을 확인하였다. 또한

분기해석 결과와 비교하여 상호 유효성을 검증하였다.

(2) 가진 임계속도시험의 경우 조건에 따라 시험결과가 달라질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또한 정현파 가진 방법이 윤축의 가진

응답을 분기곡선에서의 헌팅 주파수, 진폭 등에 근접하도록 조정할 수 있으므로 헌팅을 발생시키기 용이할 것으로 판단된다.

(3) UIC 518 OR의 가속도를 이용한 안전성 및 불안정성 평가 방법으로 임계속도를 예측하거나 안정성 여유를 추정하는 것

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 이는 UIC 518 OR의 목적이 임계속도 보다는 최대 운행속도의 110% 수준에서 차량의 동적특성의

적합여부를 판단하는데 있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된다. 이와 관련된 본 연구의 주행시험대 시험결과와 기존의 해석적 연구결과

가 일치된 경향을 보여주고 있다.

Fig. 11. Equivalent damping ratio of type E according to the running spe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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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주행시험대 시험에서 정현파 가진에 따른 윤축의 자유진동으로부터 등가감쇠비를 실험적으로 구하는 방안을 제시하였으

며 등가감쇠비의 속도에 따른 감소율과 임계속도가 높은 연관성이 있음을 시험사례를 통해 입증하였다. 따라서 주행속도에 따

른 감쇠비 변화를 이용한 임계속도 추정 방법은 비가진 및 가진 임계속도 시험에서 임계속도를 확인할 수 없을 경우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등가감쇠비를 이용한 임계속도 추정방법은 보다 다양한 대차의 주행시험대 시험을 통해

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후속 연구가 수반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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